
http://dx.doi.org/10.13048/jkm.1900324

서 론

소아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신체를 이루고 있는 장기의 무게 

및 신장, 체중 등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영유아 시기의 성장은 영양 상태와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 유년기의 성장은 성장호르몬, 사춘기의 

성장은 성장호르몬과 성호르몬이 함께 관여하여 이루

어진다1-3). 근래에 들어 사회･경제적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키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성장장애에 해

당하지 않는 정상범위 이내의 아이들도 더 큰 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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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short stature through a clinical review of factors 
related to childhood height growth. So we can find the way to meet the needs of the heightism which is widely spread 
among modern people.
Methods: Among 160 patients who came to Andong B oriental clinic for the purpose of growth therapy, 112 children 
whose height was smaller than other normal children were analyzed. When the children first came to the clinic, we 
checked their height and weight. The parents' height was recorded through a questionnaire. The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index and height growth was examined through growth plate test and Inbody test. We want to identify the 
genetic factors related to parental factors based on the data of the parent height.
Results: For short stature children, weight was often normal or low. When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genetic factors and child growth, we found that they were more influenced by father’s height rather than 
mother’s. We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skeletal maturity and the five viscera. There was no apparent correlation 
between skeletal maturity and the five viscera but we found that there was some degree of relevance.
Conclusions: For short stature children, the weight was often normal or low and parental genetic factors were more 
influenced by father than by mother. In the case of bone maturity it did not show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five visc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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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욕구 때문에 성장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

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성장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4,5).

최근 소아 비만이 증가하고 소아기의 비만이 골성숙

을 촉진시키며6-8)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신장을 작게 만

드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임상에서 비만에 

대한 관심이 편중되어지고 있다9-12). 또한 부적절한 식

이로 인해 유발되는 저체중이 성장 및 성 성숙을 지연

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능력이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학교생활에까지 지장을 초래함13)에도 불구하고 성장장

애에 있어서 저체중 문제에 관한 연구는 간과되는 경

향이 있다.

성장에 대한 치료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

는 것은 성장호르몬 주사요법이다. 하지만 이것은 키가 

작은 정상아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저신장 소아가 가질 수 있는 키에 대한 열등감, 자신감 

결여 등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만족감이 크지 않

다고 보고14,15) 되어지고 있다.

한편 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성장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정16), 장17), 정18) 등에 의한 문

헌연구, 김19), 박20), 강21), 구22) 등에 의한 실험적 연

구, 이23), 김24) 등의 임상연구 등과 더불어 성장장애에 

대한 중국의 임상연구동향을 분석25)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저자는 내원한 환아들을 대상으로 키성장과 종

골의 초음파 영상을 통한 골성숙도 및 체성분검사, 양

도락 검사를 시행하여 소아의 키성장을 평가하고 성장

장애 요인이 되는 인자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調査對象 및 照査方法

2006년 11월에서 2008년 2월 사이의 기간 중에 

안동시에 위치한 B한의원에 성장치료를 위하여 내원한 

만 4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소아들 중 체성분 검사와 

성장판 검사 및 양도락 검사를 시행한 160명(남아 72

명, 여아 88명) 중 신장이 해당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신체발육 표준치보다 작은 경우의 환아 112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내원 환아들을 표준성장곡선 상에서 부모키의 평균

치 (MPH: mid-parential height)를 최종키로 예측

할 때 현재 위치하는 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 한 구

간 이내(10~25%)의 위치에 있는 경우를 보통신장군 

(average group), 한 구간을 초과하여 작은 키 

(3~10%)를 보이는 경우를 저신장군(short group), 

한 구간을 초과하여 큰 키(50~75%)를 보이는 경우를 

고신장군(tall group)으로 분류하였다. 표준성장곡선 

상 현재의 키가 해당 연령에서 상위 90%를 초과한 경

우는 이상의 조건에 부합되더라도 고신장군에 포함시

켰고, 하위 1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이상의 조건

에 상관없이 저신장군에 포함시켰다.

본 논문은 안동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번호: 

1040191-201802-HR-001-01)의 승인 후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작성되었다.

2. 연구도구

(1) 성장판 검사

내원 환아들의 성장판 검사를 위해 초음파 성장판 분석

기(Osteoimager Plus ㈜비엠텍21, 광주, KOREA)를 

이용하였으며, 환아의 우측 종골 부위에 초음파를 투과시

키고 이를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성장판의 상태를 평가하

였다. 또한 골밀도는 BUA(Broadband Ultrasound 

Attenuation)를 이용하여 뼈를 통과하는 광대역의 초음

파 신호 중 얼마나 많은 주파수가 뼈에 흡수, 감소되는지

를 측정하였으며, SOS(Speed of Sound)를 이용하여 

물질을 통과하는 초음파의 속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OI(Osteoporosis Index)와 Bone Age를 측정하

였다.

(2) 비만도 검사

내원 환아들의 비만도를 검사하기 위해 신장체중 자동

측정기(JENIX ㈜동산제닉스, 서울, KOREA)를 이용하

여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으며, 이는 체질량지수(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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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Index) 계산 방법(BMI=체중/신장2)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체지방 측정기(InBody230, 2등급 ㈜

바이오스페이스, 천안, KOREA)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체

지방률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체질량지수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원 환아들

의 비만 여부를 진단하였으며, 먼저 체질량지수의 경우 

연령별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85~95 백분위수

에 해당하면 과체중, 95 백분위수 이상이면 비만으로, 

25 백분위수 이하인 경우 저체중으로 진단하였다.

(3) 양도락 검사

내원 환아들의 장부허실을 판단하기 위하여 양도락

기기(Rebon Skin Check RS15000K ㈜유라클생활

건강, 부천, KOREA)를 사용하여 각 경락의 대표 특

정점, 즉 원혈을 좌측 손, 우측 손, 좌측 발, 우측 발의 

순서로 24개 점을 측정하였다. 양도락의 생리적 범위

는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 즉 건강한 상태

로 볼 수 있는 범위로서 24개의 원혈을 측정한 전류량

의 평균치에서 상하 일정한 폭(그래프 상하 0.7cm)을 

말하며, 생리적 범위에서 상하 0.2cm 범위가 생･병리

적 경계선으로 생･병리경계선을 벗어나 항진, 저하되

어 있는 경우를 모두 병리적으로 보았다. 또한 그래프

의 판독은 생리적 범위일지라도 좌우선이 겹쳐 있거나 

좌우격차가 40 이상이 나타나면 병리적 상황으로 판단

하였다26).

(4) 골 성숙도 평가

내원 환아들의 골 성숙도는 성장판 검사를 통해 산

출된 OI 수치를 바탕으로 골 연령이 계산되었고, 골연

령과 역연령을 각각 십진법으로 환산하여 골 연령에서 

역연령을 뺀 수치로 골 성숙도를 평가하였다.

(5) 성장 평가

신장체중 자동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신장을 바

탕으로 동일한 역 연령 아이들의 신장과 비교하여 현

재의 성장 상태를 평가하였다. 성장에 대한 평가는 

2007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새로 제정한 ｢소
아 청소년 성장곡선(신체발육 표준치)｣27)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신장이 해당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신체발육 표준치보다 작은 경우로 

분류된 대상자 집단 간의 비만도와 부모의 평균 신장 

차이는 t-tset 및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골

성숙도에 따른 양도락 검사 상 오장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성은 

P<0.05로 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장치료를 받은 총 160명의 환아 중 신장이 해당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신체발육 표준치보다 작은 경우의 

환아1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아가 51명(45.5%), 여아가 61명

(54.5%)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5

세 미만 아동의 경우 1명(0.9%)이었으며, 5세 이상 10

세 미만의 아동은 44명(39.2%), 10세 이상 15세 미만 

아동은 53명(47.3%), 15세 이상 아동의 경우 14명

(12.5%)으로 나타나 10세 이상 15세 미만 아동이 가장 

많았다. 해당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신체발육표준치와 내

원 아동의 신장과의 차이는 평균 –6.1cm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one age 차이의 경우 –1.42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비만도를 측정한 결과 체질량지수

(BMI) 평균이 19.9 kg/m2로 나타났다. 부모의 평균 

신장의 경우에는 부(父)신장 평균이 169.9cm이었으며, 

모(母)신장 평균이 156.8c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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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만과 신장관계

1) 피어슨의 상관계수

BMI와 평균신장차(해당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신체발

육표준치와 내원 아동의 신장과의 차이)의 상관계수는 

0.29였으며 BMI와 예측신장도 상관계수가 0.24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지방조절과 

평균신장차의 상관계수 역시 –0.26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

2) 산점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 Mean±SD

Gender
Male 51 (45.5)

Female 61 (54.5)

Age

x < 5 years 1 (0.9)

5 years ≤ x< 10 years 44 (39.2)

10 years ≤ x< 15 years 53 (47.3)

15 years ≥ x 14 (12.5)

Growth
Mean height difference -6.1

Bone age difference -1.4230916

Obesity
(BMI)

x < 17: Underweight 36 (32.14)

17 ≤ x < 22.5: Normal 56 (50)

22.5 ≤ x, < 25.5: Overweight 12 (10.71)

x ≥ 25.5: Obesity 6 (5.36)

Parent’s height
Height average (father) 169.9

Height average (mother) 156.8

Table 2.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ean height difference Predicted height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BMI 0.29772 0.0016⁕⁕ 0.24099 0.0112⁕
Fat regulation -0.26893 0.0043⁕⁕ -0.16408 0.0853

* p < 0.05

① ② ③ ④

Fig. 1. Scatter plot (① BMI & Mean height difference ② BMI & Predicted height ③ Fat regulation & Mean height 
difference ④ Fat regulation & Predicted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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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산분석

BMI 범주에 따라 평균신장 차이에는 유의한 상관성

이 있었으며, 저체중군에서 평균이 –7.8(표준편차= 

4.78), 정상군에서 평균이 –5.4(표준편차=4.42), 과체

중군에서 평균이 –4.5(표준편차=2.55), 비만군에서는 

평균이 –4.5(표준편차=4.71)로 나타났다. BMI범주에 

따라 예측신장의 평균은 차이가 있으며, 저체중군에서 

평균이 159.6(표준편차=8.04), 정상군에서 평균이 

164.1(표준편차=6.78), 과체중군에서 평균이 162.6

(표준편차=7.98)로 나타났다.

3. 부모키와 신장과의 관계

부의 평균신장차 = 부의 키-174(평균 남자 성인키)

모의 평균신장차 = 모의 키-161(평균 여자 성인키)

1) 피어슨의 상관계수

부의 평균신장차와 환아의 평균신장차의 상관계수는 

0.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5).

2) 산점도

① ②

Fig. 2. Scatter plot
(①Father's average height difference & Child's 
average height difference ② Mother's average 
height difference & Child's average height 
difference)

4. 양도락을 이용한 골 성숙도와 장부허실의 
상관성 분석

역연령은 검진일에서 생년월일을 뺀 값으로 정하고 

골연령과 역연령의 차이를 골 성숙도로 파악하였으며 

오장의 좌우차 값을 5개의 독립변수로 생성하여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BMI

Mean height difference Predicted height

Aver-age
Standard 
Deviation

p-value
Post-
verifi
c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p-value
Post-
verifi
cation

x < 17: Underweight -7.8 4.78757 0.029⁕

1=2=3=4

159.6 8.04763 0.0422⁕

1=3=4<2

2. 17 ≤ x < 22.5: Normal -5.4 4.42699 164.1 6.7884

3. 22.5 ≤ x, < 25.5:
Overweight

-4.5 2.55383 162.6 7.98246

4. x ≥ 25.5:
Obesity

-4.5 4.7116 163.8 8.35264

* p < 0.05

Table 4.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Child's average height difference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Father's average height difference
Mother's average height difference

0.23524 0.0125⁕
0.14721 0.1214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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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성장이란 소아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신장, 

체중, 장기의 무게 등이 양적으로 증가해 가는 과정을 

말하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여 이루어

진다1,2). 이 중 유전전인 요인은 상당부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에도 영양, 대사, 내분비 질환을 포함하

는 급･만성 질환 및 사회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

의 다양한 인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

다. 그리하여 성장장애는 유전적 소질 또는 골격계의 

내인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일차성 성장장애와 만성질

환 또는 내분비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성 성장장애

로 분류하기도 한다28).

최근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서 신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큰 키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여 소아와 부모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저신

장을 주소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29,30). 저신장 또는 성장장애의 의학적 의미는 

역연령(chronological age)에 비해 키가 3백분위수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31).

하지만 저신장을 호소하며 성장 평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 의학적으로 정상이었던 경우가 많아서 김 

등32)은 8%, 김 등33)은 62.2%, 이 등34)은 81.7%, 이
35)는 94.8%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보고된 

연구일수록 정상 신장의 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도 160명의 대상자 중 48명(30%)은 또

래의 평균신장보다 키가 큰 아이들이었고 최종 희망 

신장은 성인 평균신장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최근 소아시기에 비만도의 증가가 높고 비만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몇몇 

연구에서는 소아기의 비만은 골성숙을 촉진시키고7,8)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신장을 작게 만드는 성장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임상에서 상당한 관심연

구대상이 되고 있다9-12). 하지만 여자 소아청소년의 경

우 신장, 체중이 급증하는 시기가 동일하게 평균 10세

에서 11세 사이이며 비만 유병률이 급증하는 시기는 

16-17세, 13-14세 사이로, 신체발달이 급격하게 나

타나는 시기보다 비만 유병률의 증가폭이 높은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남자 청

소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신장과 체중이 급증하고, 비만 유병률의 증가폭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36). 이는 남자 청소년에서는 비만의 증가

가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

되어진다. 소아비만의 경우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뿐더러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37)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성장에 있어서는 비만 관련인자 못지않게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잘못된 식사습관으로 인한 저체중의 문제

이다.

임상검사 상 질병이 없이 마른 체형을 유발하는 원

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국내외로 마른 

체형 소아의 체중개선과 관련된 연구 또한 많지 않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Univariate Multivariate Shapiro-Wilk
Regularity 
verification

Regression 
coefficient

Confidence interval p-value
Regression 
coefficient

Confidence interval p-value

liver -0.000409 (-0.01245,0.01163) 0.9464 -0.0011 (-0.01370,0.01141) 0.8635 <0.0001

heart 0.0023 (-0.01009,0.01468) 0.7139 0.00234 (-0.01195,0.01664) 0.7457 0.0005

spleen 0.0027 (-0.00906,0.01445) 0.6502 0.00288 (-0.01046,0.01622) 0.6692 0.0251

lung 0.00245 (-0.00905,0.01395) 0.6735 0.000976 (-0.01237,0.01432) 0.8849 0.1164

kidney 0.002 (-0.00900,0.01299) 0.7194 0.00132 (-0.01032,0.01295) 0.8229 0.0006

⇒ 폐를 제외하고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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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하지만 부적절한 식이로 인한 저체중은 성장 및 성

성숙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학습능력이나 집중력의 저

하로 인하여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16).

본 연구에서는 임상 상 성장과의 관련성을 가진 인

자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장치료를 목적으로 한의원

을 내원한 환아들을 대상으로 성장판 검사, 체성분 검

사, 양도락 검사를 실시하여 성장장애 요인이 되는 인

자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2006년 11월에서 2008년 2월 사

이의 기간 중에 안동 B한의원에 성장치료를 위하여 내

원한 만 4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소아들 160명 중 신

장이 해당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신체발육 표준치보다 

작은 경우의 환아 112명(남아 51명, 여아 61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성장치료를 원하여 내원한 환아 중 

70%만이 해당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신체발육표준치보

다 작았고 환아의 신장이 또래 아이들보다 크면서도 

성장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30%에 달했다. 내

원 아동의 신장은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평균 신장보다 

평균 6.1cm 작게 나타났으며, 골연령의 경우 –1.42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비만도를 측정한 결과 체질량

지수(BMI) 평균이 19.9kg/m2로 나타났다. 부모의 평

균 신장의 경우에는 부(父)신장 평균이 169.9cm으로 

평균 남자 성인키 174cm보다 4.1cm 작았으며, 모

(母)신장 평균은 156.8cm으로 평균 여자 성인키 

161cm에서 4.2cm 작게 나타났다(Table 1).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통하여 비만과 신장과의 관계

를 알아보았다. BMI와 평균신장차이와의 상관계수는 

0.29였으며 BMI와 예측신장도 상관계수가 0.24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지방조절과 

평균신장차이의 상관계수 역시 –0.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분산분석을 통하여 조사한 바로는 BMI 범주에 따라 

해당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신체발육표준치에 따른 신장

과 내원 아동의 신장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저체중군에서 평균이 –7.8(표준편차=4.78), 정상군에

서 평균이 –5.4(표준편차=4.42), 과체중군에서 평균이 

–4.5(표준편차=2.55), 비만군에서는 평균이 –4.5(표준

편차=4.71)로 나타났다. BMI범주에 따라 예측신장의 

평균은 차이가 있으며, 저체중군에서 평균이159.6(표

준편차=8.04), 정상군에서 평균이 164.1(표준편차

=6.78), 과체중군에서 평균이 162.6(표준편차=7.98)

로 나타났다 (Table 3).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저체중군에서 평균신장차

이 및 예측신장에 유의성있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는 

성장장애의 원인을 소아기의 비만에 집중시켜 연구하

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견해이므로 주목

할 만하다. 소아의 성장발육은 선천적 요인인 腎과 후

천적 요인인 脾 외에 心肝의 부차적인 원인에 의해 모

두 영향을 받지만 건전한 비위기능이야말로 영양분의 

운반･흡수에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소아성장의 연구에 

있어서 저체중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라 여겨진다.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통하여 부모키와 소아의 신장

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부의 평균신장차와 환아의 

평균신장차의 상관계수는 0.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로

써 본 연구에서는 부의 평균신장차이가 클 경우 환아의 

신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아의 저신장의 원인은 체질성 성장지

연, 가족성 저신장 또는 두 가지가 합병된 경우가 

63%이며 가족성 원인은 47.7%로 대부분의 원인을 차

지한다1). 보통 저신장이라 하면 같은 연령, 같은 성의 

어린이의 평균 신장보다 –2SD 보다 작거나 3rd 

percentile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신장

이 해당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신체발육 표준치보다 작

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 차이는 있으나 가족성 인자 중

의 부계 원인이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부모키의 기록에 있어서 구술에 의하였고 

직접적인 부모키 측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고 할 수는 있다.

골성숙도에 따른 양도락 검사 상 오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폐를 제외

하고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았다. Residual vs 

Predicted value 그림을 보면, 잔차값들이 원점선을 

기준으로 모여있는 것으로 보아 잔차에서 특별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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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할 수 있고 Shapiro-Wilk 검정에서는 정

규성 가정이 모두 기각했지만, Residual vs quantile 

plot(Q-Q Plot)에서 그림이 직선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 정규성 가정을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할 수는 있다 

(Table 5).

골연령은 남녀, 성별, 종족, 영양 상태, 여러 가지 

질병 상태에 따라 차이가 많다.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골성숙 과정이 빨라서 성장하면서 2년 가량 빠르다. 

골성숙은 사춘기의 발현과 관계가 깊어 사춘기가 빨리 

시작한 소아에서는 골연령이 앞서 있다. 사춘기 발현이 

늦어서 키가 작은 소아에서는 같은 연령의 소아보다 

골연령이 낮다. 또한 골연령은 그 어린이가 성인이 되

었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 키가 클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키가 큰 인종에서는 골성숙이 늦게까

지 지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골성숙도가 양도락 검사상 腎系와의 연관성을 추적하

기 위하여 골연령과 역연령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하고 

오장의 편차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골성숙도는 오장과 일정한도 내에서는 정규성 가정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골성숙도와 장부

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오장 각각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저체중에 있어서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계 영향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골성숙도에 있어서는 장부에 뚜렷한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수적인 열세에 있는 상태

이므로 향후 성장에 대한 큰 규모의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조사는 2006년 11월에서 2008년 2월 사이의 

기간 중에 안동시에 위치한 B한의원에 성장치료를 위

하여 내원한 만 4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소아들 중 체

성분 검사와 성장판 검사 및 양도락 검사를 시행한 

160명 중 환아의 신장이 해당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신

체발육 표준치보다 작은 경우의 환아112명(남아 51

명, 여아 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신장차이와 

비만도, 부모유전인자와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골 성

숙도와 장부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성장치료를 원하는 환아 중 30%는 평균키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경우였다.

2. 키성장과 비만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저체중군에

서 평균신장과의 차이이가 크게 났으며 예측신장에

도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3. 키성장과 부모 유전인자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부

의 평균신장차이가 큰 경우 환아의 신장에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4. 골성숙도와 장부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오장 각

각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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